
Journal of the KIMST, Vol. 18, No. 2, pp. 146-153, 2015 ISSN 1598-9127
DOI http://dx.doi.org/10.9766/KIMST.2015.18.2.146

146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18권 제2호(2015년 4월)

1. 서 론

  포탄이나 보 품 등의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낙하물

의 정확한 낙하 치 악은 시험평가  낙하 치 

측과 그 결과의 활용 측면에서 매우 요하다. 이러한 

낙하물의 정확한 낙하 치를 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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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있다. 특히 흔 이 크게 나타나는 실탄이나 지상

에 낙하하는 낙하물의 경우는 일반 인 지상촬 기법

이나 낙하물의 폭발흔 , 낙하물의 수거 등을 통해 낙

하 치를 비교  쉽게 악할 수 있다. 하지만, 낙하

물의 크기가 작거나 폭발력 등이 없어 낙하흔 이 작

고, 해상에 낙하하는 경우는 이러한 방법들로 낙하

치를 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낙하 치를 악

할 수 있는 방법은 낙하물에 치추 장치를 장착하

는 방법, 낙하 후 염료를 방출하는 방법, 입수흔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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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unmanned aerial photography method by using an unmanned helicopter is useful method for measuring of 

the water-entry traces of small falling objects into the sea. Pixel sizes on the aerial photograph may be too large 

due to a limit of camcorder resolution and a wide shooting area. If the pixel size is too large, identification of 

water-entry trace is impossible. Thus an accurate prediction of water-entry trace size is required. The traces of 

water-entry could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such as splash, water column, and bubble. Diameters of each trace 

are predicted by water-entry impact pressure theories, cavity theories, and trial test results. The results are verified 

by drop tests using an unmanned helicopter at two water-entry speeds. As a result, prediction and test results 

showed sufficient similarity to evaluate the identifiability of water-entry t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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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 에서 낙하 후 염료를 

방출하는 방법은 염료가 조류와 도에 쓸려가므로 

조류와 도가 아주 약한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낙하물에 치추 장치를 장착하는 방법

은 낙하물의 크기가 작거나 그 개수가 많을 때는 

치추 장치의 장착이 어렵고, 치추 장치로 GPS 등

을 사용할 경우 수 미터 이상의 오차가 발생한다. 따

라서 해상 소형 낙하물의 입수흔 을 악하는 방법

이 용가능성 면에서 낙하물의 낙하 치를 악하는 

실 인 방법이다. 입수흔 을 악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상촬 기법이지만, 일반 인 지상촬 방법들

은 촬 장소  입수흔 의 크기 확보 등의 한계가 

있다. 낙하 치 주변에 지상촬 이 가능한 육지나 섬

이 없는 경우나, 바람 등의 향으로 낙하 상지 의 

오차가 큰 경우에는 충분한 촬 거리  촬 역을 

확보할 수 있는 항공촬 이 합하다. 하지만 이 방법

은 촬 장비의 해상도 한계로 인한 시인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충분한 시인성 확보를 해서는 촬 장비의 

높은 해상도와 입수흔 의 크기 확보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용한 촬 장비는 일반 인 Full-HD  해

상도의 캠코더이며, 촬 역의 크기에 따라 픽셀 당 

수 센티미터에서 수십 센티미터의 해상도를 확보할 수 

있다. 낙하 치의 정확한 측이 어렵거나 넓은 구간

에 걸쳐 낙하하는 낙하물의 촬 을 해서 수백 미터 

이상의 촬 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픽셀 당 수십 센

티미터의 해상도를 갖게 된다. 이러한 경우 입수흔

의 크기가 픽셀당 해상도보다 커야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인성 확보가 어려운 수백 

미터의 촬 역에 해 Full-HD  해상도의 촬 장

비를 사용한 입수흔 의 촬  가능성을 단하고 입수

흔 의 측 크기를 제시하고자 한다. 입수흔 의 

측을 해 입수흔 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조사

하고, 입수흔 의 종류를 나 어 각 종류별 입수흔

의 크기를 추정한다. 측한 결과는 무인헬기를 이용

한 항공촬 을 통해 종단속도와 종단속도를 과하는 

속도로 입수하는 낙하물의 입수흔 을 획득  분석

하여 검증한다.

2. 모의 낙하시험(교량 낙하시험)

2.1 입수흔 에 향을 미치는 변수 측

  낙하물이 종단속도로 낙하하여 해수면에 입수하는 

과정은 별도의 시험장비를 개발하지 않는 한 직

인 재 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별도의 시험장비 

없이 단순한 자유낙하시험을 통해 종단속도에서의 

입수흔 의 특성  이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악하고자 한다. 모의 낙하시험에서 입수흔 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측한 것은 낙하물의 형상과 

입수 시의 속도, 그리고 운동에 지이다. 낙하물의 

형상은 실제 낙하물과 동일한 형상의 모형을 사용하

므로 입수흔 에 향을 미치지 못한다. 가장 문제

가 되는 것은 낙하속도로, 충분한 낙하거리가 확보

되지 않는 이상 종단속도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를 

보완하기 해 운동에 지를 추가 인 변수로 활용

하여 낙하물의 입수에 지를 실제 낙하물의 낙하 시

와 최 한 유사한 수 까지 시험한다. 낮은 낙하속

도에서 운동에 지를 높이기 해 실제 낙하물보다 

질량만 증가된 모형을 추가 제작하여 시험을 수행하

다.

2.2 시험 방법

  특별한 시험장비 없이 자유낙하시험을 하기에 합

한 장소로 교량을 선택하 다. 교량의 높이는 2가지를 

선정하 는데, 하나는 세종시에 치한 높이 약 20 m

의 남교이고 다른 하나는 충북 단양에 치한 높이 

약 53 m의 성 교이다. 교량의 높이는 하천의 수

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험에 앞서 추를 매단 낚싯 을 

이용해 교량의 높이를 측정하 다. 그리고 입수흔 의 

크기는 입수 장면의 동 상 촬  시, 수면 높이에 메

달아 놓은 30 cm 크기의 기  표 을 함께 촬 하여 

픽셀의 크기 비교를 통해 측정하 다.

2.3 시험 방법

  실제 낙하물의 종단속도  운동에 지와 2개의 교

량에서 낙하하는 모형 낙하물의 입수속도  운동에

지는 Table 1과 같다.(Table 1의 입수속도는 공기

항을 고려한 자유낙하 식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이

며, 실제 낙하물의 질량을 M으로 표기한다.) 실제 낙

하물의 종단속도는 44 m/s이고, 이때의 운동에 지는 

276.8 J이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교량 높이 20 m

와 53 m에서 자유낙하 시 모두 종단속도에 도달하지

는 못하지만, 운동에 지는 질량이 증가(2.2 M)된 모

형으로 높이 53 m의 교량에서 낙하할 경우 실제 낙하

물의 입수 시의 운동에 지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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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erminal & test conditions

Height

(m)
Mass

Speed

(m/s)

Kinetic 

energy (J)

∞ M 44.0 276.8

20 M 18.8 49.9

53
M 28.4 117.0

2.2M 31.0 301.9

  모의 입수시험 결과, 입수흔 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로 나타났다. 하나는 입수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

의 튐(Splash) 상이고, 나머지는 입수 시 발생하는 

공동(Cavity)에 의해 발생하는 물기둥(Water column)과 

기포(Bubble) 퍼짐 상이다. 이러한 상들을 교량 낙

하시험(53 m, 2.2 M)에서 직  촬 한 사진이 Fig. 1

이다.

Fig. 1. Traces of water-entry(h = 53 m)

  이러한 입수흔 들의 원인은 입수충격과 공동 상

의 2가지로 볼 수 있다. 입수 기에 낙하물이 수면으

로 입수하면서 낙하물이 진행하는 유체가 공기에서 

물로 바 게 된다. 이 순간에 낙하물과 수면의 충격이 

발생하여 낙하물은 순간 인 감속  구조 인 충격

하 을 받고, 유체인 물은 충격력에 의해 사방으로 비

산한다. 비산하는 물의 일부가 수면 쪽 방향으로 비

산하여 물의 튐 상을 발생시키는데, 그 비산거리(물

의 튐 직경)는 입수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힘인 입수 

충격력에 비례한다. 낙하물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물을 

가르고 지나가면서 공기를 끌고 들어가 공동을 발생

시킨다. Fig. 2와 같이 낙하물의 입수에 의해 발생된 

공동은 상하 2개로 나눠지는데 쪽의 공동은 물기둥

을 발생시키고 아래쪽의 공동은 기포 상을 발생시

킨다.

  Table 1의 조건에 한 모의 낙하시험의 시험결과가 

Table 2로, Table 2의 각 입수흔 의 최  직경을 입수

흔 별로 비교분석한다. 먼  물의 튐 상은 낙하물

이 입수하는 순간에 나타나는 상으로, 가장 선명하

게 촬 이 가능하지만 그 직경이 가장 작다. 물의 튐 

상의 경향성은 입수속도의 변화경향성과 유사하며,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물의 튐 상은 입수충격과 

계되므로 충격량 계산을 통해 측이 가능하다. 다

음으로 물기둥 상은 물의 튐 상에 바로 이어서 

발생하는 상으로, 높이 20 m의 교량에서 낙하 시에

는 으로 퍼지는 물의 양이 어 직경을 측정하기 

어렵다. 높이 53 m의 교량에서 낙하 시에는 물의 튐 

상보다 큰 직경이 측정되나 크게 분산되어 식별이 

어려울 것으로 단된다. 마지막으로 기포 상의 경

우 낙하물이 끌고 들어간 기포가 상승할 때까지 시간

이 걸리므로 물기둥 상이 측된 후 약 1～2  후

에 나타난다. 기포 상에 의한 입수흔 은 물의 튐 

상에 비해 흐릿하게 측되지만, 그 직경이 가장 크

므로 무인헬기를 이용한 상촬 에서의 시인성이 가

장 크다.

Fig. 2. Sources of each trace

Table 2. Traces of water-entry

Height

(m)
Mass

Max. Diameter (m)

Splash
Water

column
Bubble

20 M 0.130 - 0.457

53
M 0.273 0.409 0.518

2.2 M 0.300 0.436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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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수흔 (직경)의 측

3.1 물의 튐 직경의 측

  입수 충격력이 주원인인 물의 튐 상을 실제 낙하

물의 낙하속도에서 측하기 해 입수 충격력을 계산

한다. 입수 충격에 한 문제는 최 로 Von Karman[1]

에 의해 정식화되었다. Von Karman의 모멘텀 이론은 

물체가 입수할 때 모멘텀의 일부가 주 의 물에 분배

되어 그 단율에 의해 충격력을 산정하고, 선박의 단

면과 유사한 기형상에 용하기 해 부가질량의 

개념을 도입하 다. 이후 Wagner[2]에 의해 수정되어 

그 후의 연구들은 주로 이 두 논문을 참고하고 있다. 

이후의 연구들은 기 는 원뿔 형상의 2차원 입수

문제가 부분이었는데, Boef[3], Arai[4] 등은 구명정의 

자유낙하 진수 시의 충격에 한 연구들을 수행하

고, 이들을 이용하여 어뢰 등의 다른 형상들에 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Payne[5]이 Von Karman의 연구

결과에 한 수정이 충격력 추정의 개선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주장하 고, 본 연구에서도 입수 충격력의 

정확한 계산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입수 속도에 

한 입수 충격력의 경향성을 이용해 입수 속도에 한 

물의 튐 직경을 측하는데 목 이 있다. 따라서 복잡

한 수치해석 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가장 기

인 Von Karman의 입수충격압력을 사용한다.

Fig. 3. Geometry model of water-entry

  Von Karman이 정리한 수직으로 입수하는 기형의 

물체의 표면에 작용하는 최  충격압력(max)은 아래

의 식 (1)과 같다.

max 




cot  (1)

  여기에서 는 물의 도이며, 는 입수속도, 는 

기각이다. 입수충격력의 간단한 계산을 해 낙하물

의 형상을 원통형으로 가정하면 기각은 0도이다. 

기각이 0도이면 코탄젠트 값(cot)이 무한 가 되지

만, 충격력의 직 인 계산이 목 이 아니므로 cot
를 단순히 상수항으로 보고 충격압력이 입수속도의 

제곱(
)에 비례함을 이용한다. 그 근거로 Lee[6]의 연

구결과를 들 수 있다. Lee는 형상각( 기각)  낙하

높이의 변화에 따른 충격압력 실험을 통해 낙하높이

(입수속도)에 한 충격압력의 경향성이 형상각 0도(  

= 0)일 때와 형상각이 0도가 아닐 때가 유사함(형상각

과 계없이 낙하높이에 한 충격압력분포 곡선의 

기울기는 비례함)을 보여주었다. 입수면에 작용하는 

충격압력이 낙하물의 아랫면에 모두 작용한다고 가정

하면 충격력( )은 식 (2)와 같이 충격압력( )에 낙하

물의 단면 ()을 곱한 값이 된다.

 


 (2)

  단면 이 변하지 않는 경우, 충격력은 입수속도의 

제곱(
)에 비례하므로 Table 2의 물의 튐 직경들을 

입수속도에 한 2차 보정식으로 표 하여 종단속도

에서의 물의 튐 상의 직경을 측한다.

Fig. 4. Splash diameters

  입수속도가 0 m/s일 때의 물의 튐 직경은 0 m이므

로 Fig. 4와 같이 3개의 시험결과를 포함한 총 4개의 

자료를 이용한다. 시험결과를 이용해 계산한 물의 튐 

직경()의 입수속도()에 한 2차 보정식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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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 같다.

  
 (3)

  그리고 식 (3)을 이용해 측한 종단속도 44 m/s에

서의 물의 튐 직경은 0.639 m이다.

3.2 기포 퍼짐 직경의 측

  입수하는 물체에 의한 공동에 의해 발생하는 상

은 물기둥과 기포 상이다. 물기둥 상은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수직방향의 항공촬 에서 식별하기 어

려워 측하지 않는다. 기포 상은 낙하물이 끌고 들

어간 기포의 크기(2개로 나뉜 공동  아래 부분의 

부피)에 비례할 것으로 단된다. 수직으로 입수한 구

의 공동 길이에 한 기존의 실험 인 연구를 이용해 

기포 퍼짐 직경을 측한다. V. Duclaux[7] 등은 실험

인 연구를 통해 수직으로 입수한 구형  원통형 

강체의 루드 수(Froude number, )에 한 공동의 

길이 변화를 간단한 식으로 정리하 다.

Fig. 5. Characteristics of cavity

  V. Duclaux 등은 Fig. 5와 같이 공동의 길이와 입수

면에서의 직경에 해서 정리하 는데, 구형 강체에 

한 식은 다음과 같다.


  (4)

 
   (5)

  
 (6)

  (7)

  여기에서 는 력가속도이며, 는 입수하는 강체

의 특성에 계된 상수로, 강체의 재질, 형상 등에 따

라 달라진다. 원통형 강체의 경우 상수 는 0에 가까

운 값을 갖는데, 낙하물을 원통형으로 가정했으므로 

상수 를 0으로 가정한다.   = 0일 때의 식은 다음

과 같이 별도로 정리한다.

   
 (8)

   (9)

  (10)

  기포 상을 발생시키는 아래쪽 공동은 원통형의 

강체가 입수한 경우 공동이 분리되는 시 에서 원뿔

에 가까운 형상을 가지므로 원뿔형으로 가정하고 기

포의 부피를 계산한다. 이러한 기포들이 수면에서 균

일하게 일정한 두께의 원형으로 퍼진다고 가정하여 

기포 퍼짐 상의 직경을 측한다. 먼  Table 2의 

시험결과와 식 (8), 식 (10)을 이용해 계산한 기포의 부

피와 두께를 보면 Table 3과 같다.

Table 3. Dimensions of bubble(Experiments)

Mass
Speed

(m/s)

Dimeter

(m)

Volume

(m3)

Thick.

(m)

M 18.8 0.457
6.9379
× 10-3 0.04230

M 28.4 0.518
9.1126
× 10-3 0.04324

2.2M 31.0 0.545
9.6614
× 10-3 0.04142

Average of Bubble Thickness 0.04232

  Table 3의 결과를 보면 기포의 평균 두께는 약 

0.04232 m이고, 앞의 가정(기포가 균일하게 일정한 두

께의 원형으로 퍼진다.)에 의해 평균 두께는 기포의 

평균 직경이라 할 수 있다. 이 결과를 종단속도에 

용하기에 앞서 담수와 해수에서의 기포의 직경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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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해야 한다. 해수와 담수에서 발생하는 기포의 

직경 차이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고, 각 연구들

은 기포의 발생 방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본 논

문에 용할 연구는 M. Perlin[8] 등의 연구이다. 이 연

구는 벽면에서 주입한 공기를 이용해 기포의 크기를 

측정한 시험으로, 기포의 발생방법이 본 논문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발생된 기포의 실제 크기를 용

하는 것이 아니라 담수와 해수의 기포 직경비를 용

하는데 목 이 있으므로, 기포의 직경 변화에 가장 큰 

변수는 기포의 발생방법이 아니라 염도이다. M. Perlin 

등의 연구는 염도에 한 기포 직경의 시험결과를 제

공(Table 4)하므로 시험지역에 해 타 연구들보다 정

확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Table 4. Bubble diameter ratio(tap water/Seawater)

Salinity 9 ‰ 19 ‰ 33 ‰ 38 ‰

Bubble dia. ratio 1.101 2.531 4.161 4.345

  일반 으로 해양표층수의 염도는 35 ‰이나, 지역마

다 차이가 있다. 서해의 경우 평균 약 33 ‰의 염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담수와 해수의 기포 직경비는 약 

4.161이다. 따라서 해수의 기포 직경은 담수에 비해 

약 1/4 수 인 0.01017 m이다. 이를 용하여 종단속

도에서의 기포의 크기를 계산한 결과가 아래의 Table 

5이다.

Table 5. Dimensions of bubble(Prediction)

Mass
Speed

(m/s)

Volume

(m3)

Thick.

(m)

Dimeter

(m)

M 44.0
1.2213
× 10-2 0.01017 1.236

  Table 5의 측 결과, 종단속도인 44 m/s에서의 기

포 퍼짐의 직경은 약 1.236 m로, 물의 튐 직경보다 약 

1.94배 크다.

4. 무인헬기를 이용한 낙하물의 촬

4.1 종단속도로 입수하는 낙하물

  무인항공촬 은 Full-HD (1920×1080/60p) 해상도의 

캠코더와 낙하물 투하장치를 장착한 무인헬기를 이용

한다. 실제 낙하고도와 같은 고도에서 정지비행하고 

있는 무인헬기에서 낙하물 투하장치를 이용하여 낙하

물을 투하해 바다에 입수시킨다. 그리고 입수장면은 

무인헬기에 장착된 캠코더의 동 상 촬  기능을 이

용해 촬 한다. 본 시험에서는 500 m의 고도에서 낙

하물을 투하하고, 무인헬기의 고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입수장면을 촬 한다. 캠코더는 직하방향의 세로(1,080 

픽셀) 약 215 m 해상 역(1픽셀 당 0.20 m)을 촬 하

도록 을 조정하 다. 실제 입수장면의 촬 에 앞서, 

배경색과의 비에 의한 빛 산란 효과를 확인하기 

해 한 변이 30 cm인 정사각형의 연회색 평 을 연녹

색 바닥에 설치하고 실제 입수장면의 촬 과 같은 조

건으로 촬 하 다. 그 결과가 아래 Fig. 6의 좌측상

단 사진이다. 이와 같이 배경색과의 비에 의한 빛 

산란 효과에 의해 실제 크기인 30 cm(약 1.5 픽셀)보

다 상당히 큰 크기로 촬 되어 별도의 픽셀 식별 과

정을 수행하 다.

Fig. 6. Traces of water-entry(  = 44 m/s)

  Fig. 6의 우측상단의 사진이 입수 기의 흔 , 좌

측하단이 입수 기, 우측하단이 입수 말기의 사진이

다. 상에서의 픽셀 식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픽셀의 식별을 한 상처리는 MATLAB을 이용하

다. 먼  상을 MATLAB의 “rgb2gray” 함수를 이

용해 회색조 상으로 변환하 다. 그 후 “imadjust” 

함수를 이용해 상의 명암을 조정하여 명암 비를 

극 화하 다.(Fig. 7을 Fig. 8로 조정) 명암이 조정된 

상은 “roicolor” 함수를 이용하여 흑백 상으로 변환

하 다. 이때 흑백 이진화의 기 (threshold)은 회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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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Gray level(Gray-scale image)

Fig. 8. Gray level(Adjusted image)

Fig. 9. Image processing

수치의 간 값인 127.5를 사용하여 회색조 수치가 

127.5 미만은 검정색(0)으로, 127.5 이상은 흰색(255)로 

변환하 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다음의 Fig. 9

와 같다. Fig. 9는 입수 기의 흔 의 픽셀 식별 과

정이다. Fig. 9에서 식별된 픽셀의 개수와 픽셀 당 길

이를 이용하여 식별된 픽셀의 실제 넓이를 계산하고, 

입수흔 을 원으로 가정하여 넓이를 원의 직경으로 

환산하 다.

  입수 기의 사진은 물의 튐에 의한 흔 으로, 교량 

낙하시험과 같이 가장 선명한 흔 이 촬 되었다. 

상의 픽셀을 분석한 결과, 물의 튐에 의한 흔 의 직

경은 약 0.782 m로 측치인 0.639 m과 유사한 결과

이다. 입수 기의 사진은 기포 퍼짐에 의한 흔   

원형을 유지한 최 의 직경을 가진 상태이다. 그 직경

은 약 1.082 m로 식별되었다. 기포 퍼짐에 의한 흔

이 도에 의해 쓸려가면서 그 흔 이 사라지기 직

의 상태가 입수 말기의 사진이다. 상에서 입수 말기

의 직경은 약 1.335 m로 식별되었다. 따라서 기포 퍼

짐에 의한 입수흔 의 직경은 약 1.082 m～1.335 m라

고 할 수 있다. 기포 퍼짐 직경의 측치인 1.236 m는 

이 사이에 존재하므로 측치는 타당하다고 단된다.

4.2 종단속도 이상의 속도로 입수하는 낙하물

  4.1 에서 사용했던 Full-HD  해상도의 캠코더를 

장착한 무인헬기를 이용하여 별도의 낙하장치를 통해 

투하되어 종단속도보다 빠른 속도(63 m/s)로 입수하는 

소형 낙하물의 입수흔 을 촬 한다. 본 시험에서 캠

코더는 500 m의 고도에서 직하방향으로 세로(1,080 픽

셀) 약 338 m 해상 역(1픽셀 당 0.31 m)을 촬 하도

록 을 조정하 다. 상에서의 픽셀 식별은 4.1 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 다.

Fig. 10. Traces of water-entry(  = 63 m/s)

  Fig. 10의 좌측의 사진이 입수 기의 흔 이고, 

앙이 입수 기, 우측이 입수 말기의 사진이다. 입수 

기의 사진은 물의 튐에 의한 흔 으로, 앞의 시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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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가장 선명한 흔 이 촬 되었다. 그 직경은 

약 1.261 m로 식별되었다. 이는 측치인 1.310 m와 

유사한 결과이다. 입수 기의 사진은 기포 퍼짐에 의

한 흔   원형을 유지한 최 의 직경을 가진 상태

이다. 그 직경은 약 1.442 m로 식별되었다. 기포 퍼짐

에 의한 흔 이 도에 의해 쓸려가면서 그 흔 이 

사라지기 직 의 상태가 입수 말기의 사진이다. 상

에서 입수 말기의 직경은 약 1.851 m로 식별되었다. 

따라서 기포 퍼짐에 의한 입수흔 의 직경은 약 1.442 

m～1.851 m라고 할 수 있다. 기포 퍼짐 직경의 측

치인 1.394 m는 실제 측정치의 범 를 다소 벗어나나 

최소치에 근 하므로 타당하다고 단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모의 입수시험을 통해 얻은 입수흔  

자료들과 충격력 이론, 공동 이론을 이용하여 실제 종

단속도와 그 이상의 속도로 낙하하는 낙하물의 입수

흔 을 측하고, 그 결과를 무인헬기를 이용한 항공

촬 을 통해 검증하 다. 물의 튐(Splash) 직경은 입수

속도의 제곱(
)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기포(Bubble) 

퍼짐 직경은 입수속도의 1/3승(
)에 비례하여 증

가한다. 기에 측했던 입수흔 에 향을 주는 변

수 에서 입수속도만이 향을 주었고, 운동에 지는 

향을 주지 못했다. 그리고 기포 퍼짐에 의한 입수흔

에 향을 주는 추가 변수로 물의 염도가 확인 다. 

이러한 측 결과는 무인항공촬 을 통해 획득한 결

과를 통해 검증하 다. 무인항공촬 의 결과는 충분한 

시인성을 가져 200 m 이상의 촬 역에 해 무인항

공촬 법을 이용하더라도 해상 소형 낙하물의 입수 흔

 촬 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Table 6. Traces of water-entry

Speed

(m/s)

Diameter (m)

Splash Bubble

Prediction
44.0

0.639 1.236

Experiment 0.782 1.08～1.34

Prediction
63.0

1.310 1.394

Experiment 1.261 1.44～1.85

  그리고 Table 6과 같이 입수흔  크기의 측결과와 

무인항공촬 을 통해 획득한 시험결과는 입수흔 의 

식별가능성을 단하는데 충분한 유사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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